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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일본에서 1948년 1월 민족문화운동의 성격을 갖은 여러 문학단체들이 합류해서 ‘재일조선문학회’를 결성한

다. 그러나 ‘재일조선문학회’는 GHQ의 탄압으로 활발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953년 한국 쟁휴 정이 이루어지

면서 다시 재결집을 하게 되었다. ‘재일조선문학회’의 기 지는 일본어의『문학보』와 조선어의『조선문학』,『조선문 』

로 잡지명을 바꾸어서 간행된다. 재일조선인민족운동단체와 문학단체는 일본과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연동하여 재편성되

었다. ‘재일조선문학회’의 재결집도 ‘조총련’의 등장과 ‘노선 환’ 에 의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문학회’가 재일조

선인 독자에게 달하고자 했던 ‘공화국공민’이라는 자부심의 고취문제와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조선어 쓰기’운동의 의미,

‘조총련’과 ‘민단’과의 갈등의 실상을 악하여 50년 의 재일 조선인문학연구의 공백을 메꾸어 보려한다.

주 어 : 재일조선문학회, 문학보, 조선문학, 조선문 , 조총련

Abstract After liberation, several literary groups with the nature of the national culture movement joined in Japan 

in January 1948 to form the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However, the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was unable to play an active role due to the suppression of the GHQ and gathered again as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53. The institutional journal of the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is published by changing the magazine name to 『Munhakbo』in Japanese and『Joseon Literature』,

『Joseon Literature and Arts』in Korean. The national movement group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literature 

groups were re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i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union 

of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was also based on the appearance of 'Jochongnyeon (pro-Pyeongyang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conversion of line'. In this paper, we are to fill up the blank of the 

research on literatu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he 1950s by identifying the reality of conflict between 

‘Jochongnyeon’ and ‘Mindan’, meaning of  ‘Korean Writing’ Movement as a subject of national movement and the 

issue of promoting self-esteem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that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tried to 

convey to Korean readers in Japan.

Key Words : Korean-Japanese Joseon Literary Society, Munhakbo, Joseon Literature, Joseon Literature and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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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한반도에 뿌리를 둔 재일조선인에 의한

문학 의 모든 것을 재일조선인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0년경부터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은 일본문학 매

체에서도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

방 후 특히 한국 쟁을 후한 50년 와 민족운동단체가

첨 하게 립한 60년 까지의 재일조선인들의 실태와

문학 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다지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50년 의자료는 더욱 부실하여 재일조

선인 문학연구의 공백기라고도 부른다.

1945년 해방이후 일본에서는 서클문화운동이 일어나

면서 수많은 잡지가 생성 소멸되었는데재일조선인이 주

체가 된잡지도 외는아니었다. 1945년 9월부터 1949년

11월까지 이어진 GHQ에 의한 일본국내의 간행물과 우

편물의 검열은 재일조선인들이 발행한 일본어나 조선어

로 쓰여 진 신문, 잡지에도 이어졌다. 정치 으로 억압과

탄압이 심하던 1946년 4월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의 주

도로『민주조선』이 발행되었고, 1947년 10월 문 지

『조선 문 』1)(1947.10-1948.11)도 간행되었다.

1948년 1월에는 재일조선 문학자회, 술가동맹, 청년

문학회, 백민사, 신인문학회라는 민족문화운동의 성격을

갖은 문학단체들이 합류해서 ‘재일조선문학회’를 결성한

다. 그동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재일조선 문학인들

의 총집결이라고 할 수 있다.

본국에서는 1950년 6월 한국 쟁이 발발하고, 1953년

부터 재일조선인 학생, 청년, 노동자들을 심으로 재일

조선인 문화서클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표 인 서클잡지가 재일조선 통일 민주 선(민

)의 지도아래 있었던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의『진달

래』라는 서클시지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운동은 1955년

5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결성되면서 노선

환을 하게 되고, ‘조총련’ 산하에 들어 있던 ‘재일조선

문학회’를 심으로 조선인들의 문학회는 재편성된다.

이 듯 일본에서는 좌익 조선인 민족운동단체는 해

방 후 ‘조련’에서 시작하여 ‘민 ’으로, 그리고 다시 ‘조총

련’으로 재편성되었고, 각 민족운동단체별로 문학운동도

함께 개되었다. 해방 후 한국 쟁까지는 ‘조련’을 심

으로 한 ‘탈식민지화의 모색’시기 다면, 한국 쟁에서

1) 조선어로 되어 있는 ‘재일조선인문학회’의 기 지 『조선문

』(1956.11- 1958.03)와 다른 잡지이고 일본어로 되어있다.

1955년 ‘조총련’ 결성 이 까지는 일본공산당의 지도아래

있었던 ‘민 ’을 심으로 한 반미투쟁과 서클 문학운동

의 시기 다.[1] 1948년 ‘재일 조선 문학회’ 는 결성 이후

엄혹한 국내외 사정으로 뚜렷한 활동을 할 수 없었으

나,1953년 한국 쟁 정 이 이루어지면서 문학회는 다시

결집한다.

기 지도『문학보』와 『조선문학』을 발행하 으며,

1955년 ‘조총련’ 결성과 ‘노선 환’으로 ‘재일조선 문학회’

는 기 지명을『조선문 』로 바꾸게 된다. ‘재일조선 문

학회’는 1959년 6월 북조선의 지도를 직 받는 하부구조

로 편입되면서 ‘재일본 조선문학동맹’(문 동)으로 바

게 된다.

본고에서는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를 심으로 재

일조선인 민족운동활동의 에서 ‘노선 환’의 의미분

석과 기 지를 통해서 재일조선인 독자에게 달하고자

했던 ‘공화국 공민’과 ‘조선어 쓰기’운동의 의미, ‘조총

련’ 의 정체성 등을 악하여 50년 의 재일조선인 문학

연구의 공백을 채워보려는데 연구목 이 있다.

2.『 선문 』 행 지  개과

‘재일조선 문학회’의 발족과 함께 기 지로서의 역할

을 한 잡지는 일본어의『문학보』제4호와, 조선어로 쓰

여 진 『조선문학』제1.2호, 『조선문학』을 이어서 통산

제3호부터 시작하여 제9호로 폐간하는 『조선문 』가

있다.

박 원 은 1953년 『인민문학』 4월호에서 ‘재일조선

문학 회보고’를 한다.[2] 해방 후 김 달수와 허 남기 등

은 재일문학자 가운데에서는 이미 인지도가 있는 작가들

이었으나 ‘조련’ 해산으로 인해서 그활동이 이어질 수없

었다는 내용과함께, 문학회 결성 후 3년 만인 1953년, 제

4회 총회를 열면서 ‘재일조선 문학회’가 다시 결집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한다. 총회의 논의사항 에 주목할

것은 문맹퇴치와 국어보 에 따른 ‘식자운동’으로, ‘재일

조선 문학회’의 당면과제를 소개한다. 앞으로 자신들의

목표는 “조국의 문학을 번역소개”하고, “일본에서 동포

의 조국방 투쟁을수행”하는 민족운동 단체로서의 역할

과 함께 문학과 문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조선문 』이 까지 ‘재일조선 문학회’ 기



재 선문학회 지에 한 연  - 민 문화운동 에서 - 97

지 역할을 한 『문학보』와 『조선문학』을간단히 살

펴보겠다.

2.1『문학보』

재건된 ‘재일조선 문학회’는 1953년 8월 일본어로 편

집된『문학보』제4호에 ‘재일조선 문학회’의 기 지라며

잡지의 발행처를 공표한다.

주목할 은 『문학보』에 이어서 조선어로 발행하게

될 『조선문학』의편집인인 남시우2)에 한 소개와 한

국 쟁 정 축하소식이다.

‘재일조선 문학회’의 회원들을 ‘문화공작’ 활동가로 소

개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회’가 재건된 사실과문학회의

운동방향을 선언한다. 조선노동당 앙 원회 5회 총회

에서의 “우리들은 사상활동에 계가 있는 모든 단체와

기 사업의 지도를 기본 으로 개선하고 특히 문학 술

총동맹 사업에 깊은 심을 가져야한다”는 김일성 원장

의 말을 인용하며, ‘재일조선인 문학회’의 운동방향이 북

조선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린다. 한 평양방송에서

1953년 5월 『문학보』제2호의 ‘우리들은 민족교육을 요

구한다’라는 ‘주장’을 보도했다고 하며 공화국과의 유

계를 나타내고 있다.[3]

2.2『 선문학』

1954년 3월 ‘문 총’ 내 ‘재일조선 문학회’는 남 시우를

편집인으로 조선어의『조선문학』을 창간한다.『조선문

학』창간호에서 김 달수는「우리 문학운동의 진」에

서 ‘재일조선 문학’은 북조선의 조선작가동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한다. “우리동포들은 우리의 명

한 도자 김일성원수의 가르침을 받들고 ‘민 ’깃발

에 단결하여 일본의 민주주의 인 인민들과 범히 제휴

하여 싸워가고 있다” [4]는 선언에서 자신들은 ‘공화국

공민’이며 민족운동의 주체는 ‘민 ’에 있다고 설명한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아직 티부르주아 인 념주의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아비 과 함께 공화국 한

설야의 지 을 인용하면서 “말로서만 군 속으로 들어

간다고 하지만 극 인 군 들의 활동과투쟁에 참가하

지 않고 작품 창작을 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 는다

2) 남 시우는 경북안동출신으로 와세다 학에서러시아문학을

공한 시인으로, 시집 ‘ 웅 ’ 서사시 ‘호동(湖東)의 별’ ‘동

요집’ ‘ 소식’의 작품집을 갖고 있는 민족 고등학교에서 러

시아 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며, 지방에서는 서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도 재일

조선인 문학회는 아직 자신의 문제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일조선 문학회’ 발족 1

년이 되는 1954년 시 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운동이 아

직은 북조선의 지도를 받는 하부구조라고는 단언

할 수 없으며, 재일민족 단체인 ‘민 ’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형식상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

으며 일본 역에서일어나는 ‘서클문화운동’과 함께 문학

회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단련’ 산하의 ‘재일조선 문학회’라고 지칭한 『조선

문학』은 1954년 5월 제2호를 발행한다. 15페이지의 소

논문으로 조선 문학의 창작사업의 제성과를 나열하고 있

는 한 설야는「 진하는 조선 문학-1953년 조선 문학의

성과」에서 1953년 남로당 수청과 함께 임 화 등의 부르

주아 이데올로기를 타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5] ‘재일조선 문학회’는 한 설야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

아들이면서,

“우리문학이 앞으로 발 하기 해서는 우리의 매개 작

가 시인들이 문학의 당성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리얼

리즘에 철 히 하며 문학 술에 있어서 마르크스 닌주

의의 미학원칙을 우리나라 실에 용한 우리 문학의

창작 강령으로 되는 경애하는 수령의 말 에 충실 할 때

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재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라고 당부한다. 문학을 정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한다

는 공화국의 메시지를 비 없이 자신들의 창작활동지침

으로 공표하는 ‘재일조선 문학회’에서 문학과 조국의 정

치역학 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찬희는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

제 –창작활동의 진을 하여」[6]에서 형상성과 사

상성이라는 주제로 문학과 정치의 충돌을 설명한다. “정

치에 한 술의 종속성”에 치우쳐 형상성과 술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지 하면서, “형상성과 사상성은 우리

들의 창작활동에 있어 분리시킬수 없는 것이다. 한 두

가지 요소는 서로 합치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며,

“두 가지 요소의 변증법 인 통일 악”을 하여야 한

3) 을 포함하여 잡지에서 인용하는 모든 문장은조선어 원

문그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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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난해한 문학론을 주장하고 있다. 역시 문학성과 정

치성을 담보한 창작활동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다.

3. 재 선 문학회 지 

『 선문 』

1954년 5월 『조선문학』제2호 발간이후, 2년 6개월만

인 1956년 11월 재일본조선문학회 상임 원회의 이름으

로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는 조선어『조선문 』제3

호로 새롭게 출간된다. 1958년 3월 제9호까지 이어진

『조선문 』는『조선문학』에서 잡지명만 바꾸고, 호

수는 통산 3호로 출간한다. 제9호「본회 창립10주년 기

념사업」에서 ‘재일조선 문학회’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문학작품 상모집’, ‘기념문학 집회’, ‘기념 작품집 발행’

등의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제10호부터는 활자 으로 발

행한다는 공지도 있었지만, 『조선문 』는 9호로 자신

의 역할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재일조선인문학회’ 기 지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재

정비된 것은 1955년 ‘민 ’에서 ‘조총련’이라는 민족조직

의 변동이라는 혼란시기와 련이 있다. 즉 ‘민 ’에서

‘조총련’으로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헤게모니 쟁탈 과 함

께 그 기간 동안 문학운동의 방향성이 바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문 』로 바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는 ‘노

선 환’에 따른 정치선언과 함께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자 심 고취와 ‘조선어 쓰기’ 에 한강력한주장과 창

작물을 게재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그 의미를 구체

으로 살펴보려한다.

3.1 노선 환

1945년 8월 15일에서 1950년 6월 한국 쟁까지 재일

조선인운동은 ‘조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러나 GHQ

와 정면으로 항한 ‘조련’은 령군에게 거북한 존재

고,1949년 GHQ는 ‘단체 규제령’으로 ‘조련’을 해산시

켜버린다. GHQ의 재일조선인 정책은 1947년 2월 ‘외국

인 등록령’을 시작으로, 1949년 10월 ‘강제퇴거조항’을 포

함한 ‘출입국 리령’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재일조선인

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조선인들의 자주 인 모국어공부를 부정하고, 일본

어로의 교육과 문부성 등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교과서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민족학교 폐쇄령을 내린다는 식의 탄압이 1948년부터 민

족교육에 가해진다.

‘조련’의 강제 해산이후, 한국 쟁을 후하여 1951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 ‘민 ’이다. 이에 앞서서 일본

공산당은 일본에서 미군과의 투쟁을 담당할 군사조직으

로 비합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방 원회(조

방 )와 산하 행동 인 조국방 (조방 )를 각 지역마

다 구성한다. ‘조방 ’는 형식상 일본공산당의 민족 책

부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차 ‘조방 ’를움직인 것은 일

본공산당이 아닌 재일조선인이었다. 그들은 ‘조방 ’를

독자 이고 자발 인 단체로 만들어간다. ‘민 ’과 ‘조방

’는 한국 쟁시기 민족운동의 실제 담당자로서의 역할

을 다한다.

1953년 한국 의 정 과 함께 남북은 분단고착화 상

태로 이어져가고 재일조선인운동은 서서히 본국과 분리

되어, 그들은 자신이 재 삶을 하고 있는 ‘일본 살

이’, ‘재일’의 문제로 을 돌리게 된다. 재일조선인의 과

반수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던 ‘민 ’은 지 까지의 ‘민

’의 정치노선, 즉 “일본 명의 일환으로 일본공산당의

지도 아래 존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공산당 당원이라면 일본공산당에서 이탈해야한다”

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까지 환할 것을 강요하는 ‘노선 환’을 통해서 조총련

은 1955년 5월에 ‘민 ’에서 ‘조총련’으로 새롭게 출발한

다. [7]

노선 환을 추진한것은 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 남 일(南日) 외무상 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 일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해 일본

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으

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조국의 자

유와 통일, 독립을 해 이승만 괴뢰도당과 외래 침략자

에 반 하여 투쟁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이미 강제 수용

되어 있는 조선인을 즉시 석방하며 강제추방을 지하고

일본에 있어 조선인의 거주와 취업의 자유, 생명 재산의

안 , 그리고 민족교육 등 모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불법 으로 몰수된 모든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함과 동

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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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한다. 1954년 8월 30일 [8]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한 일본정부의불법 인 박

해에 반 하며, 강력한 항의를 표출한 것이다. 재일조선

인들을 ‘공화국 공민’으로 인정하며, 재외조선인의 정당

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일조선

인운동은 일본 내 소수민족이 아니기때문에 일본공산당

의 지도를 받지 않으며, 재일조선인들은 앞으로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외공민으로서의 보호와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남일 성명은 공화국의 재일공민운동을

바라보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의거하여 재일조

선인운동은노선 환을 추진하여 ‘조총련’은 출발하게 된

것이다.

3.2 공화  공민

『조선문 』 제3호 모두에는 「제2차 작가 회 결정

을 우리행동 강령으로-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서자」라

는 제목아래 공화국의 “노동당 제2차 회” 결정에 따라

“우리 재일본 조선작가들은 조국에서 달성된 문학의 제

성과를 일본 인민들에게 리 보 하여양국인민을 더욱

긴 하게 단결시키는데 이바지할임무가 있다”라고 강조

하며 ,제2차 작가 회의 결정을 자신들의 문학운동의 행

동강령으로 삼았다.[9]

‘조총련’의 강령은 8항목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

“셋째 - 일본에서의 거주에 수반하는 ‘민족 권리’에 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몰두”하며 “넷

째 – 공화국의 공민이라면 필연 인 임무로서 일본과

공화국간의 계를 만들어내기 해 극 으로 재일조

선인으로서 독자 인 역할을 담당,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해 노력 한다” 는 것이 강령수 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10]

따라서 재일조선인문학회는 ‘조총련’의강령에 따라서

공화국의 재외공민으로서 본국의 지도를 받는 ‘피지도’

존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문 』제4호의 「제2차 앙 원회에 제출한

상무 원회 활동보고」에서도 자신들의 구체 인 활동

방침은 조국문학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를 따를 것이며,

‘조국 작가 회’가 ‘재일조선 문학회’ 사업에 깊은 격려

와 평가에 엄청난 자 심을 보이고 있다.

재일조선인이 식민지 옛 종주국 일본에서 ‘일본 살이’

라는 엄혹한 차별구조에서 ‘공화국 공민’으로서 민족

자각과 자 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창작 작품은 이경선의

『거북』이다.『거북』은『조선문 』5.6.7호에 걸쳐서

상 하로 게재된 편소설로 서사 구조나 문학 표

력은 일정한 수 에는 미치지 못하나,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에서는 처음 보이는 편소설이라는 과 민족운

동과 분리된 재일조선인의 서민생활을 나라하게 묘사

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민족 자각

이나 민족교육에 한 심과 열의도 없었던 주인공 윤

철이 아버지는 아들이 일본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자, 비로소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갖게

된다는 계몽 소설이다. 주목할 은 스나가와 사건(砂

川事件)4)이나 노선 환, 지문날인반 투쟁 등, 민족의식

고취와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로

간다로 사용하고 있지만, 호소력을 갖는 에피소드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윤철

이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족의식을 자각하며,

“가구말구요. 꼭 가지요. 더럽고 먼지가 일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 가난한 우리 동포들의 사는마을 ! 거기가우리

들 고향이지요. 그래도 우리들이 거주권이 있고 우리들

인권이 자못 행세되고 그리고 동포들의 경제생활의 토

가 약간이나 확립되어 있는 곳, 애들에게도 두말없는 고

향이지요. 제2의 고향이라오.”[11]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민족공동체가 함

께할 수 있는 조선인 집단마을로 돌아오는 부분은 감동

이다. 조선인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윤철는 일본인과

같은 삶의 상징이 되었던, 애완용 작은거북이를 미련 없

이 강으로 던져버린다. 그 모습을보면서 어머니는 “일본

살이란 어디를 가도 괴롭기는 하지만 오늘은 락없이

친정 가는 맘이구나.” 라는 안도감을 표 하면서 소설은

끝맺는다. ‘일본 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공화국 공민’으

로서의 자 심을 잃지는 말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4) 스나가와 사건(砂川事件)동경도 스나가와 부근에 있었던 재

일미군 다치가와 비행장의 확장을 둘러싼 투쟁을 가리킨다.

1957년 특별조달청이 강제측량을 했을 때, 기지 확장에 반

하는 데모 일부가 미군기지의 출입 지 경계 담을 부수고

기지 내를 수 미터 들어가서 데모 7명이 일본과 미국과의

안 보장조약 제3조에 기반 한 행정 정을 반하여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학련도 참가했고그 후안보투쟁 공투운

동의 계기된 학생운동의 원 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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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어 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강령 문’ 제4조는 “우리들은

재일조선 동포 자제들에게 모국어와 문자로민주 민족교

육을 실시하고, 일반 성인 가운데 남아있는 식민지 노

사상과 건 유습을 타 하고, 문맹을 퇴치하여 민족

문화의 발 을 해 노력 한다” 고 되어 있다. [12]

『조선문 』제3호에서 남 시우는 ‘재일조선 문학회’

의 회원으로서 작가라는 직업을 정의하며, 작가란

단순한 생활의 기록자가 아니라 우리는 작가이기 에

한 공민이며 명 투사이다. 우리는 극 으로 생활

에 침투하여 생활의 진실을 생각에 침투시켜 생활을 개

하기 하여 항상 그 최 선에 동원되는 선동 선 가

다. 여기에서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해방된 새로

운 인간성장을 진시키고 교양하는 이른바 인간정신의

기사[13]

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일작가들은 재일에 하

여 “객 실을 보다 총체 으로 인식할 문제”와 함

께 “계몽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총련’의 강령처럼 문

학을 포함한 문화운동의 활발한 개를 강조하고 있다.

즉 김 달수나 허 남기처럼 일본 독자들에게 조. 일 양국

계에 향을 수 있는일본어 작품도 좋지만, ‘문맹퇴

치운동’에 극 인 동참과 함께 ‘조선어 쓰기’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문 』제4호에서는 오사카 시인집단 기 지인

『진달래』에서 제기한「국어에 한 문제」를 거론하

면서 문화를 향상시키는 기 인 사업인 문맹퇴치

계몽 사업에 문학일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맹퇴치로 탄탄한 독자 망을 구축하고, 문학 애호가의

조직을 정비하여,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가 계획 로

정기 으로 출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홍 윤표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일본식 교육

을 받은 세 에게 조선어 쓰기는 이질 ”인 것이며, 때

문에 의식 으로 조선민족이라는 자각은 하고 있지만

“감정표 은 일본 이라 할 수 있다” 며, 재일청년들의

조선어 쓰기에 한 고민을 토로한다. [14]재일 조선청

년들에게 ‘조선어 쓰기’에 한 고뇌도 노력도 없이 일

본어를 타성 으로 쓴다는 일방 인 지 은경제 문제

를 해결해야만 하는 세 에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때문에 1957년 11월 『조선문 』 8호에서는 ‘재일조

선 문학회’의 앙 원회에 의한 「총 보고와 당면한

활동방침」에서 모국어로서 조선시를 쓴다는 것보다 더

요한 것은 “완 한 조선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모국어를 습득하라는 것은 시를 쓰기 이 에 조

선 사람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조선민족으로서의 각성

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5] 즉 완 한 모국

어에 의한 창작보다는 우선 완 한 조선의식과 각성이

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잃어버린 의식과 언어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식민지 구종주국에서의 ‘탈 식민지화’

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4 ‘민단’과 ‘ 총련’  립

1958년 3월 『조선문 』제9호에서 김 태경의 『역

』[16]과 윤 의 『동무와 친구』[17]는 나란히 ‘민

단’과 ‘조총련’의 립 인 실을 묘사하고 있다

김 태경의『역 』은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민

족학교 교원 박 순이와 한국에서 항해 온 김 달식과의

갈등을 표 하고 있다. 김 달식으로 변되는 ‘민단’ 의

부도덕함과 몰지각함이 박 순이로 변되는 ‘조총련의

도덕성과 민족 자 심에 극명하게 비된다. 김 달식

은 민족교육이나 조국의 정치 상황 따 에는 신

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달과이득만을쫒는 인

간이다. 박 순이는 그와 립 인 성격으로 두 사람은 만

나면 언제나 언쟁과 싸움으로 헤어진다. 그러나 부자인

김 달식이 부럽기도 한박 순이는 가끔그를만나서술을

마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달식 부부가 빨치산 소

탕작 으로 불타버린 ‘고향재건’을 해서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박 순이를 한다. 고향재건을 해서 귀향

을 하려면 ‘한국 거류민단지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단

지부결성식에서 박 순이에게 사회를 맡아달라는 것이었

다. “뭣이 말이야. 아니 역 놈 상 앞에서 한민국의

충신이 되겠다고 맹세하란 말인가?” 그에게 그러한행동

은 역 질과도 같은 것이며 도 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

이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뱉는 “일본! 뭣이 불

어올게 있느냐! 만사가 귀찮도다.” 하는 규에서 냉

속에 뜨거운 리 을 치루며 살아야하는 5.60년 재일

의 참담하고 아 삶이 느껴진다.

윤 의 『동무와 친구』에서는 해방 부터 친했던

두 친구가 해방 후 ‘조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져 갈등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조총련’에 소속된 주인공 나

는, ‘민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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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쓰는데 똥 는 애”와 같은 것이었다. ‘민단’은 민

족운동의 걸림돌이며 방해꾼과 같은 존재 다. 민단활동

을 하는 부자친구도 “제발 빨갱이는치워라. 빨갱이열심

히 한다고 떠돌아다니는 엽 들 제 로 사는 놈 하나 없

으니까 ”라며 조총련 활동가들의 무능한 경제활동을 비

아냥거린다. 친구가 ‘민단’에있는 것은 확고한 사상과 계

의식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생활의 를 한

것으로, “권력에는 아첨하고 빈약한 사람에게는 임 을

뺏는 자본주의의 소시민 티부르주아 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있지만 공동체에 한 신념

이나 연 의식이 없는 민단 친구를 나 혼자 마음 로 불

히 여기며, 상 으로 자신은 공화국공민으로 단체와

연 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 한다.

『조선문 』제9호가 발간된 1958년은 조국의 분단고

착화로 일본 내의 ‘민단’과 ‘조총련’은 더욱더 치상황으

로 내몰린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회담’ 추진에 한 불

만, 오무라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

는 것에 한 반 , 북조선의 ‘귀국운동’에 한 한국의

반 등, 한국과 북조선, 일본은 서로 뒤엉켜 첨 한 립

을 하고있었다. 따라서 ‘조총련’과 ‘민단’은 분단고착화라

는 냉 아래서 남북한을 리하여 에 보이지 않는 열

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1948년 1월 민족문화운동의 성격을 갖은 여러 문학단

체들이 합류해서 ‘재일조선 문학회’를 결성하지만, GHQ

의 탄압으로 활발한 활동은 하지못했다. 1953년 한국

쟁 휴 이 이루어지면서 ‘재일조선 문학회’는 재 결집 된

다. 기 지는 일본어의『문학보』와 조선어의『조선문

학』,『조선문 』로 이어진다. 기 지에서 재일조선인

독자에게 달하고자 했던 ‘노선 환’의 의미 분석과 ‘공

화국 공민’, ‘조선어 쓰기’, ‘조총련과 민단의 립’의 실

상 등을 악해 보았다.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모국어로 쓰고 읽는

언어회복 운동으로 재일조선인들이 꿈꾸었던 민족문학

은 1959년 ‘문 동’에 의해 결국 정치 로 간다로

락하고 말지만, 그들의 고뇌와 그들이 꿈꾸었던 탈 식민

지화 략에서 50년 의 ‘재일’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재일조선 문학회’ 기 지에서는 문학만을 한 쓰

기는 기사항이었다. 문학자의 역할은 ‘단순한 생활의

기록자’가 아니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선동선 가’이

며 ‘인간정신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여

기에서 50년 격동의 시 를 보내야만했던 재일조선인

들의 시 정신을 읽을 수있었다. 즉, 냉 체제하에서끊

임없는 내부 립과분열에 직면하면서도 ‘공화국공민’으

로서의 자부심과 자신들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는 확신

에 찬 의지가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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